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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온타리오 카운티에 35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CHERIBUNDI 社 사업 

확장 계획 발표 

 

경제 성장과 새로운 기회의 창출을 위한 지역 단위의 성공적 업스테이트 활성화 방안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heribundi, Inc. 가 생산 규모를 확대하면서 온타리오 

카운티 제네바의 새 사업장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타르트 체리 쥬스 

생산업체인 이 회사는 4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제조시설을 뉴욕 주립 5번 도로와 

20번 도로의 교차점에 있는 기존 Tops Friendly Markets 부지로 옮겨 35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이 지역의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의 핵심 목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heribundi의 사업 확장은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희소식이자 이 지역의 경제적 부흥을 알리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 회사의 

이와 같은 새로운 투자는 제네바 주민들의 승리이자 그것을 넘어 이 지역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 더 많은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고, 비어 있는 건물을 재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제네바 시의 성장 중인 농업기술육성장(Technology Farm)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타르트 쥬스 회사는 오는 가을 뉴욕 주립 5번 도로와 20번 도로의 교차점에 있는 새 

부지에 사업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뉴욕주 경제 개발 기관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일자리 창출 약속에 대한 대가로 Cheribundi 社에 보조금 및 실적에 따른 

엑셀시어 일자리 프로그램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700,000달러를 지원할 것입니다.  

 

Howard Zemsky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사장/CEO/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네바의 코넬 농업단지(Cornell Agricultural Park)에 위치한 농업기술육성장은 

생물공학기술 연구에 중점을 두고 Cheribundi 社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이들의 

동업관계는 최고의 대학들이 뉴욕주의 기업과 협력할 때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Cheribundi 社의 Ed Maguire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Cuomo 주지사와 뉴욕주의 모든 지원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지원은 



당사에서 세계적 수준의 음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적합한 장비를 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네바에 머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곳에서 당사의 

사업이 더욱 성장하기를 고대합니다.” 

 

Mike Manakowski 온타리오 카운티 산업개발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료 

제조사가 온타리오 카운티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주지사와 뉴욕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지원에 힘입어 Cheribundi 社는 이곳에서 

사업과 매출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비어 있는 Tops 매장이 이 사업 

기획에 따라 탈바꿈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Mike Nozzoli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heribundi 社처럼 훌륭한 성공 

사례인 기업을 통해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매우 흐뭇한 

일입니다. John Johnson 씨의 지휘 아래, 코넬 농식품기술단지(Cornell Food and 

Technology Park)의 진취적 기업가들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의 일자리 확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Brian Kolb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르트 체리 쥬스에 대한 전국적 

수요 확대에 따른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제네바의 새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Cheribundi 

社에 뿌듯한 마음으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Cheribundi 社의 쥬스는 핑거 레이크스 

농부들이 재배한 몽모랑시(Montemorency) 타르트 체리로 만듭니다. Cheribundi 社는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했으나 코넬대학교와 코넬 농식품기술단지의 도움과 협력, 제휴를 

통해 전국적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사업 첫해인 2008년 

연매출 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이 회사는 2016년에는 예상 매출 1600만 달러의 기업으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혁신의 육성과 장려를 통해 Cheribundi 社와 같은 현지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앞으로 계속해서 주 전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 

스토리를 일궈낼 것입니다.” 

 

Cheribundi 社의 확장 소식은 뉴욕주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제네바 시에 천만 

달러가 지원될 것이라는 Cuomo 주지사의 최근 발표에 잇따른 것입니다. 제네바 시는 

사업 계획서 제출 후 핑거 레이크스 지역경제개발협의체로부터 다운타운 지역과 경관이 

빼어난 호반 지역의 연결을 돕기 위한 기금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Ron Alcock 제네바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heribundi 社가 제네바에 머물면서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새 일자리의 창출은 이 

도시에 꼭 필요합니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활성화 노력의 흥을 더욱 돋우는 

소식이며, 앞으로 그 성장을 고대합니다.” 

 

Cheribundi, Inc.소개 

Cheribundi는 어느 전직 직업 테니스 선수가 간식으로 타르트 체리를 먹고 요통이 

완화되는 일을 겪은 후 설립된 회사입니다. 여기에 코넬대학교의 연구팀이 합류하여 그 

유익 효과의 가능성을 더 깊이 탐구하고 이 회사를 도와 제네바의 농업기술육성장 



안에서 착즙 공정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heribundi Inc.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계획을 보완합니다. 주 정부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34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광학, 

농업, 식품 생산 및 고급 제조업을 포함하는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로체스터(Rochester), 바타비아(Batavia) 및 캐넌다이과(Canadaigua) 

등의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뉴욕주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25억 달러를 대폭 상회하는 민간 부문 투자를 유발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 따르면 최대 8천 2백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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